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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모든 예술의 영역에서 창의성의 실현은 독창적인 논리

의 새로운 발견을 통한 창조적인 가치와 실천에서 비롯

된다. 특히 공연예술은 창의성 실현이라는 근본목표와 

장르별 표현매체의 창조적 실험을 통한 무한영역의 실천

을 근거로 상상력과 이미지를 극대화하는 목적을 갖는

다. 이러한 의미에서 미술작품에 연계성을 찾아 그 상징

성의 의미와 춤의 분석을 하는데 목적을 갖는다.

  프란시스코 고야(Francisco goya,1746-1828)는 스페인

화가로서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반의 궁정화가로 귀

족층의 화려한 초상화를 그렸다. 하지만 그는 국가의 정

치상황과 난청으로 고통을 받게 되며 이성적 사고를 초

월하는 단계에 이르러 전쟁의 공포와 불안이 감도는 시

대에 자신의 내면에 깊은 감정의 표출을 생의 마지막까

지 예술로 승화하였다.

  고야의 <아들을 먹어치우는 사투르누스>는 고야가 말

년에 제작한 14작품 중에 하나로 자신의 행위조차 인식

하지 못하고 있는 광기와 피해망상에 사로잡힌 사투르누

스에 초점을 맞춰 인간의 욕구와 사디스트적인 모습을 

드러내었다. 이처럼 자신만의 시각으로 독창적으로 재해

석하여 그린 고야의 그림은 후에 인상파 화가들에게 영

감을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양식의 유행을 태동시키는 계

기가 되었다. 이는 공연예술에 다양한 영감을 주며 무한

한 영역에서 오늘날 부조리작품과 이미지, 탈장르가 논

의 되고 연구되어야 한다는 동기를 부여한다고 볼 수 있

다.

1. 고야의 작품성

  프란시스코 고야는 1746년에 사라고사에서 태어나 

1780년 마드리의 산 페르난도 아카데미에 입교를 하였

다. 그는 당대 저명한 상류사회의 초상화가로 명성을 얻

었다. 하지만 그러한 활약도 잠시 여행을 하며 청각을 잃

고 전쟁과 나라의 혼란으로 작품의 변화를 맞게 되었다. 

이후 그는 외부와의 관계를 차단하고 오로지 작품에만 

몰두하였는데 궁정화가의 밝은 느낌과는 반대로 대부분 

인간의 가장 어두운 모습을 그린 그림들을 그렸다. 이를 

<검은 그림들>이라 칭한다. 그 중 가장 유명한 <아들을 

먹어치우는 사투르누스>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사투

르누스가 아들이 자신을 살해할 것이라는 예언을 듣고 

아들이 태어날 때마다 족족 먹어 없앴다는 이야기를 그

린 그림이다. 실제로 고야의 자녀들은 대개 어릴 때 죽었

는데 그 때문에 슬픔에 빠진 고야가 본인을 사투르누스

에 비유한 것이라는 해석도 논의 되었다.

Ⅱ. 연구방법

춤연극 제작과정을 통한 움직임의 언어적 소통연구
- 작품‘The tongue’를 중심으로 -

Research of movement language communication through the 

dancetheater production process

- dancetheater ‘The tongue’ -
윤 정 진 

순천향대학교

Yoon Jeong Jin

Soonchunhyang Univ.

 요약

본 연구는 낭만주의 화가 프란시스코 고야의 작품 <아들을 먹어치우는 사투르누스>의 영감을 토대로 춤연극 <The tongue>를 

제작하였다. 따라서 제작과정에 나타난 움직임의 상징적 의미와 언어적 소통의 다섯 가지 분석을 시도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표

현주의를 대표하는 고야의 작품 <아들을 먹어치우는 사투르누스>에 나타난 공포와 괴기 속에 드러난 소통과 상징성은 움직임의 

표현적 이미지에 하나의 ‘signal’的 소통으로 직결되었다. 둘째, 프란시스코 고야가 나타낸 인간의 잔인성, 참혹함이 춤연극 제작

을 통해 다른 의미로의 해석이 가능했다. 이것은 움직임 상징성과 역동적 에너지가 갖는 의미와 해석의 다양성으로 인식된다. 

셋째, 정적이미지의 그림요소와 색채가 갖는 상징성은 춤연극의 언어적 유희와 움직임의 다섯 가지 상징적 이미지 체계로 정리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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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1. 아들을 먹어치우는 사투르누스

  고야의 작품 <아들을 먹어치우는 사투르누스>를 재해

석하며 춤연극으로 만든 <The tongue>는 인간의 숨겨져

있는 사디스트적인 면이 증폭되어 보여지는 인간내면의 

속성과 갈등에서 빚어지는 충돌을 표현하였다.

  등장인물의 설정은 지극히 평범하나 작품 흐름은 매우 

복잡 미묘하고 인간의 욕심이 부른 참혹함을 표현하였

다.

  작품내용의 핵심은 인간의 언어가 가지는 여러 가지 

의미를 전달하면서 시작된다. 여기서 가장 큰 의미로 정

보전달에 초점을 두었지만 결국 인간의 잘못된 언어로 

참혹한 모습의 ‘혀’(The tongue)를 극적으로 표현하기위

해 오브제로 빨간 천을 사용하여 상징성을 부여하였고 

고야의 미술작품을 무용화하는 연구와 분석에 대한 선행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작품에 대한 문

헌연구를 토대로 작업과정에서 제작일지를 작성하였고 

공연에 참여하면서 장면별 분석을 병행하였다. 또한 언

어가 갖는 상징적인 표현과 춤의 표현에 대한 움직임이 

갖는 상징적인 의미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미술작품을 무용화함으로써 이에 따른 

실험적 표현과 그 상징성이 갖는 의미는 움직임의 언어

적 이해에 대한 접근은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므로 춤의 

활용에 대한 용어의 이해는 필수이며, 이를 설명하면 다

음과 같다.

표1. 움직임 언어

Ⅲ. 연구결과

  첫째, 표현주의를 대표하는 고야의 작품 <아들을 먹어

치우는 사투르누스>에 나타난 공포와 괴기 속에 드러난 

소통과 상징성은 움직임의 표현적 이미지에 하나의 

‘signal’的 소통으로 직결되었다. 둘째, 프란시스코 고야가 

나타낸 인간의 잔인성, 참혹함이 춤연극 제작을 통해 다

른 의미로의 해석이 가능했다. 이것은 움직임 상징성과 

역동적 에너지가 갖는 의미와 해석의 다양성으로 인식된

다. 셋째, 정적이미지의 그림요소와 색채가 갖는 상징성

은 춤연극의 언어적 유희와 움직임의 다섯 가지 상징적 

이미지 체계로 정리되었다.

  결론적으로, 그림요소가 갖는 정적이미지는 signal의 

상징체계가 있고 춤연기 표현의 움직임은 역동적 이미지

의 상호소통과 호환적 signal 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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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즈
특정한 몸자세나 일정한 태도를 취하는 모습이
며 목적지향성(imagination-stop sign)의 특징

몸짓
연극, 연설등에서 자연스럽게 습관처럼 나타내
는 몸짓유형이며 잠재적 습관성(body 
signal-body sign)의 특징

동작
일상동작으로부터 부자척 의미와 해석이 수반되
는 몸짓의 확장개념이며, 일상적 가치
(gesture-motion acting)의 특징

행동

현실적인 수준의 행동유형으로 현실인정의 부차
적인 요인이나 직시적인 해석의 상징적인 행동
유형이며 현실의 확장성(mime-play acting)의 
특징

움직임
넓은 의미의 포괄적인 수용이라는 비언어적 소
통(non-verbal communication)과 현실과 가상
의 모든 가치를 수용하는 메타포유형의 특징




